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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교원, 직원과 더불어 대학원생과 연구원이 지키고 있다. 2020

년도 어느덧 3월이 되어 어김없이 개나리가 피는 시기임에도 학생이 

캠퍼스에 보이지 않아 조용하기만 하다. SARS-CoV-2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 유행으로 개학이 늦추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1월 21일 국내 첫 

감염자가 보고된 후, 2월 17일부터 급격하게 감염자 수가 증가하면서 

곧 공공 체육시설이 문을 닫기 시작하였고, 겨울방학에 수업을 시작

한 의과대학도 수업을 중지하였다. 이제 빠르게 감염자가 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모든 모임은 중지되어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고, 문

자, 메신저, 이메일, 전화로 소통할 뿐 직접 만나지는 않는다. 편집위원

회 역시 마찬가지로 온라인 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연다. 

 그런데 모임이 줄어 논문 작성이나 학술지 편집에 할애할 시간이 

더 늘었는데도 진도는 오히려 빠르지 않다. 운동할 장소를 찾지 못하

여 생활의 리듬이 깨진 것이 원인이 아닌가 한다. 투고 원고는 계속 들

어오고 있고, 이를 심사하여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원고는 신속 심사가 필요하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얻어 이런 감염병 

유행에 대처하고 있으나, 과학자를 포함한 많은 국민이 대중매체에 

나온 내용이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술 논문을 검색

하여 보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의학 학술지 편집인뿐 아니라 이학, 공

학, 농수산 분야 학술지 편집인도 관련 주제에 대한 원고를 빠르게 초

빙하거나 투고를 받아서 근거에 바탕에 둔 자료를 제공할 때이다. 과

학자라 해도 이번에 유행하는 감염병에 대한 전문가는 소수이므로 

내용을 모르기는 일반 대중과 마찬가지이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학술 논문을 통하여 근거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생의학 논문 초록의 정보를 제공하는 PubMed (https://pubmed.nc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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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m.nih.gov/ [cited 2020 Mar 19])에서 ([SARS-CoV-2] OR [novel coronavi-

rus] OR [COVID-19])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2020년도에 발표된 1,244

편의 논문을 찾을 수 있다. 이 가운데 24편(2.0%)이 우리나라 기관 소

속 저자의 논문이다. 24편 중 22편은 국내지에 실려 전문을 구독료 없

이 읽을 수 있고, 2편은 해외 상업출판사 학술지에 실렸지만 역시 구독

료 없이 읽을 수 있다. 국내 학술지는 대부분 open access나 free access이

므로 당연하고, 해외 상업출판사 학술지도 지금처럼 세계가 함께 대

처하여야 할 상황에서는 구독료 없이 읽을 수 있도록 개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빠른 시일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관련 논문 수를 보면 

많은 학술지에서 관심을 갖고 논문을 신속 심사하여 출판함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 619편(49.8%)을 발행하였는데 이 중 153편은 영문이 아

닌 중국어로 본문을 작성한 것이다. 중국에서 나오는 중국어 잡지에 

실린 원고도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서 전 세계에 알려지

는데, 초록은 영문이므로 필요하다면 본문은 번역하여 볼 수가 있다. 

중국에서 발표한 논문 수와 비교하면 국내에서 아직 논문 생산량이 

많지 않고 임상에서 감염자 관리에 온 힘을 쏟기에 논문으로 정리하

기에 시간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의료인이나 기기 개발 업

체 등 관련 종사자는 오로지 현 유행에 대처하는 데 온 힘을 쏟기에 그

럴 것이다. 이런 시기에 주위에 자료를 정리하여 논문으로 발표하는 

전문가가 도와준다면 우리나라도 많은 유용한 정보를 국내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유행병은 꼭 보건의료인만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

회가 지금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강조하면서 고

립으로 인한 소외감, 건강 염려증, 우울증 등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감염 당사자뿐 아니라 의료인, 매일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세는 전 국민에게 해당한다. 지금처럼 전파력이 빠른 병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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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할 때는 무증상 감염자가 상당수 존재하기에 주위에 누가 감염

자인지 알 수 없고, 스스로 증상이 없어도 감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불안하기 마련이다. 즉 이에 대한 사회 심리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뿐

만 아니라 machine learning, deep neural network를 포함한 인공지능 전

문가, 수학자, 통계학자 역시 공개된 자료를 통한 예측과 경과에 대한 

분석을 논문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 외에도 3D 프린팅을 진단과 치료 

장비에 활용하는 방안이라거나 사회적 거리를 둘 때 국민들이 어떻

게 소통하는지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등, 새 시장을 창출할 방안을 마

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고립된 삶이 장기화될 경우 많은 국민, 특히 

재학생이나 현업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국민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도 연구과제이다. 앞으로 이런 세계적 유행병이 다시 

닥칠 때를 대비하여 무슨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 직업군마다 어떻게 

다르게 대처하여야 할지 역시 관심 사항이다.

 우리 편집인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투고되는 원고를 다루는 데 힘

을 쏟는 것에 나아가서 모든 분야에서 새로 발생한 감염병을 퇴치하

는 데 동참하여 근거에 바탕을 둔 정확한 정보를 학술지를 통하여 신

속하게 발행하는 것이 사명이다. 우리 편집인 모두 SARS-CoV-2에 감

염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 두기를 포함한 정부가 제시하는 수칙을 

지키고,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의심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면 건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이다. 무사히 이 시기를 넘기고 유행이 가라앉으면 온라인에서뿐 아니

라 이제 밝은 햇빛 아래서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202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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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7일에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과편협) 제10차 2020년

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과편협 회원 및 비회원 편집인 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

회, 기조강연, 학술대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형순 회장의 개회사로 

정기총회가 시작되었고, 이어 문해주 과총 사무총장의 축사가 있었

다. 이후 여러 분야의 공로자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Archives of 

Plastic Surgery 학술지에 ‘Trends in statistical methods in articles pub-

lished in Archives of Plastic Surgery between 2012 and 2017 (Arch Plast 

Surg 2018;45(3):207-213)’를 발표하여 과학 학술지 발전에 기여한 책임저

자 정인경 교수 (연세대)가 학술상을 수여 받았으며, 지난 2년간 Sci-

ence Editing에 게재되었던 논문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논문

의 저자인 하종규 서울대 교수가 논문상을, 2018년도 Scopus 학술지 

중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단체회원인 대한암학회의 Cancer Research 

과편협 제10차 2020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 개회사, 김형순 회장 ▲ 축사, 문해주 과총 사무총장 

and Treatment와 한국전자파학회의 Journal of Electromagnetic Engi-

neering and Science 학술지가 Elsevier상을 수상하였다. 우수 강의상

은 지난 1년간 과편협 교육 및 워크숍에서 강의를 한 연사 중 3인을 선

정하였으며, 한동수 한양대 교수,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 서윤주 원고

편집부위원장이 수상하였다. 

 김수 기획운영위원장이 의제로 제안한 2019년 사업실적보고와 세

입세출결산 (안), 2020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 (안), 그리고 임원 

선출은 모두 승인 처리되었다. 감사 보고에서는 “한국 과학 학술지의 

국제화에 발맞추어 원고편집인 교육을 늘려 국제 규격에 맞는 학술지

의 발전에 도움을 주었으며, 적극적으로 국제학술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Scopus선정자문 한

국위원회를 과편협에서 운영하게 되었다는 점이 괄목할 만한 업적이

라 생각된다.”고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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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정기총회 시상 장면

(A) 정인경 교수, 학술상 (B) 하종규 교수, 논문상

(C) 대한암학회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Elsevier상 (D) 한국전자파학회 Journal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Elsevier상

(E) 한동수 교수, 우수 강의상 (F) 이인재 교수, 우수 강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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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선 신임 회장 취임사

▲ 과편협 4기 임원진

2017년도 선출된 3기 임원진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었다. 제4대 회장은 회칙에 의거하여 허선 부회장이 신임 회장이 되었

고 부회장과 감사는 추천을 받아 거수투표를 통해 선출되었다. 이 날 선출된 4기 임원은 2023년 1월까지 3년간 과편협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4기 임원명단 (임기: 2020년 1월-2023년 1월)>

회  장: 허  선 (한림의대 기생충학교실)

부회장: 김기홍 (아주대 물리학과)

감  사:  박재균 (단국대 토목공학과),  

홍순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병리학)

상임위원장 

기획운영위원장: 김  수 (연세대 간호학과)

교육연수위원장: 김수영 (한림의대 가정의학과)

출판윤리위원장: 윤철희 (서울대 동물생명공학전공)

정보관리위원장: 서태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출판위원장: 김기홍 (아주대 물리학과)

대외협력위원장: 박배호 (건국대 물리학과)

원고편집위원장: 조혜민 (인포루미)

(G) 서윤주 원고편집부위원장, 우수 강의상

과
편
협

소
식



7

News Letter 제33호

올해의 기조 강연은 Rachael Lammey (Crossref Head of Community Outreach)를 초대하여 “20th Year Anniversary of Crossref: impact and further 

developments”라는 주제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Crossref가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빠르게 변화하는 학술 연구 및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발표를 들었다. 구두 발표는 김순(Nature Research), 김연욱(거목문화사), 장현주(엘스비어 코리아) 3명의 발표

로 진행되었으며, 학술지 편집 및 출판과 관련된 주제의 포스터 5편이 전시되었다. 우수 포스터 및 우수 구두 발표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부 문 제 목 저 자

우수 포스터상 Compliance of  "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best practice in scholarly 
publishing" in Korean academic society published journals

김  순

우수 구두발표상 Analysis of Korean journals that rejected by failed in being listed in 
Scopus since 2011

장현주

▲ 기조 강연, Rachael Lammey (Crossref Head of Community Out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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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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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Preconference Workshop 개최  

지난 1월 1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0년도 Preconference Workshop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은 < Preprint >와 < Crossref, supporting 

Korean editors: now and in the future >의 2가지 주제로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95명의 편집인이 참석하였다.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Workshop I. Preprint

시 간 강의 제목 강 사

08:30-09:00 등록

09:00-09:20 Preprint: Meaning in Scholarly Communication 서태설 (과편협 정보관리위원장; KISTI)

09:20-09:40 Preprint 관련 연구 동향 김지현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09:40-10:00 Preprint 현황(1)–journal과 출판사 조혜민 (과편협 원고편집위원장; 인포루미)

10:00-10:20 휴식

10:20-10:40 Preprint 현황(2)–이학, 공학을 중심으로 김기홍 (과편협 출판위원장; 아주대)

10:40-11:00 Preprint 현황(3)–의생명학을 중심으로 김수영 (과편협 교육연수위원장; 한림대)

11:00-11:20 Preprint 국내 학술지 편집인 설문조사 결과 이현정 (과편협 정보관리부위원장; 한양대 구리병원)

11:20-11:40 Preprint에 대한 주요 이슈 윤철희 (과편협 출판윤리위원장; 서울대)

11:40-12:00 종합토론

Workshop II. Crossref, supporting Korean editors: now and in the future

시 간 강의 제목 강 사

08:30-09:00 Registration

09:00-09:15 Introduction

Rachael Lammey (Crossref)09:15-09:45 Update on Crossref: history, mission, members

09:45-10:15 Crossref services and the importance of good metadata

10:15-10:35 Break

10:35-11:15 Editors' experience of Crossref services: 
 Discussion with Korean Editors

Attendees

11:15-11:35 The future of Crossref Jae Hwa Chang (Vice Chair of Plann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InfoLumi)

11:35-11:50 New Crossref services/areas of focus Rachael Lammey (Crossref)

11:50-12:00 Closing remarks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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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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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편협 정보관리위원회는 2019년 12월 30일부터 2020년 1월 10일까지 과편협 회원 학회를 대상으로 메일을 통해 preprint에 대한 학회 및 연구자

의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학회에서 개인 회원에게 설문 참여 안내를 하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설문은 주제 분야, 나이, 성별, 신

분 등 인구통계학적 항목, preprint인지 및 경험에 관한 항목, Preprint의 장점과 활용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는 5점 척도, 기타 주관식 의견 제시 

등으로 구성하였고, 총 365명이 응답하였다. Preprint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243명(66.6%)이 “예”로 응답했고, preprint서버(arXiv 

등)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127명(34.8%)이 “예”로 응답하였다. Preprint도입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연구자들의 주관적인 의

견은 대부분 연구 아이디어에 대한 도용 또는 우선권 침해 등의 가능성에 대한 염려였다. 주제 분야에 따라서 preprint의 효용에 대한 인식이 달랐

는데, 이후 다양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Preprint에 대한 학회 및 연구자의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이현정  |  과편협 정보관리부위원장, 한양대 구리병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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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회 의 명

2020. 1. 3 2020-1차 Preconference Workshop 준비회의

2020. 1. 9 2020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점검회의

2020. 1. 17 특별회원 간담회

2020. 2. 21 2020-1차 정보관리위원회의

과편협 회의 개최

과편협 회원동정 / 회원현황

<단체회원 등재 소식>

•  한국부식방식학회 『Corrosion Science and Technology』  
ESCI, Scopus, KCI 등재

<단체회원 예정 행사 소식>

•  생화학분자생물학회, KSBMB International Conference 2020 
일시 및 장소: 2020년 5월 20일-22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  대한설비공학회, 2020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일시 및 장소: 2020년 6월 17일-19일, 휘닉스 평창

•  한국기계가공학회, 한국기계가공학회 2020 춘계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20년 6월 25일-26일, 통영 금호마리나리조트

<신임 편집위원장> 

•  류미이(강원대학교),  
Applied Science and Convergence Technology,  
2020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  오상근(충남대학교),  
한국균학회지,  
2020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회원동정

•  유현정(충북대학교),  
한국생활과학회지,  
2020년 1월 1일-12월 31일

•  정승우(군산대학교),  
대한환경공학회지,  
2020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  허창회(서울대학교),  
Asia-Pacific Journal of Atmospheric Sciences,  
2020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  김병곤(강릉원주대학교),  
대기,  
2018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연임)

•  김재헌(국민대학교),  
Corros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9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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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회원

분야 학술지명 편집인 학 회 명

이학 Entomological Research (한국곤충학회지) 권오석 한국곤충학회

의학 Journal of Bone Metabolism (대한골대사학회지) 하용찬 대한골대사학회

Clinical Pediatric Hematology-Oncology 정혜림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Qualitative Research 김주현 대한질적연구학회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노인간호학회지) 박명화 한국노인간호학회

*특별회원

업체명 업 무 대표자

㈜씽크온웹 - 학술지 홈페이지 구축 및 온라인 출판
- 학회 회원관리 시스템
- 논문투고심사시스템 서비스

허주성

신규 회원

•  단체회원 이학 분야 1종, 의학 분야 4종, 특별회원 1기관이 새로이 과편협 회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 개인회원 56명

 • 단체회원 352종(287개 학회)

 • 특별회원 21기관

회원현황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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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과편협 연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17
Preconference 
Workshop

1/17
2020년도 제10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1/17
특별회원 간담회

2/20
Science Editing 
Vol 7. No. 1 발행

(잠정연기)
3/12, 19, 26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

(잠정연기)
3/30
출판윤리 워크숍

3/31
뉴스레터 33호 발행

(잠정연기)
4/2, 9, 16, 23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

(잠정연기)
4/14
학회/출판사

담당자를 위한 
워크숍

6/30
뉴스레터 34호 발행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10-11
원고편집인자격증 
소지자 워크숍

8/20
Science Editing  
Vol 7, No. 2 발행

8/21
출판윤리 워크숍

9/15-16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단기)

9/30
뉴스레터 35호 발행

11/20
출판윤리 워크숍

11/21 
제4회 
원고편집인자격증 시험

11/27
편집인 워크숍

12/31
뉴스레터 36호 발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www.kcse.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OVID-19 사태로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각종 행사의 자제를 권고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상반기 워크숍을 잠정 연기합니다. 향후 COVID-19가 진정되는 대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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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편협 뉴스레터』는 회원님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과편협 뉴스레터』를 통해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양식에 기재하여 이메일(kcse@kcse.org)로 보내주세요. 
『과편협 뉴스레터』는 3, 6, 9, 12월 말일 발행됩니다.

회원동정 양식

 • 기관 (학회)명:
 • 내용: (5줄 이내로 작성해주세요.)
 • 기타: 사진, 링크 등 첨부

단체회원 가입안내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과편협)은 과학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 정보를 교환하고 편집 관련 규정을 협의하여 학술지의 질적 
향상과 과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입니다. 
본 협의회는 편집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출판윤리 관련 사안 심의, 편집 관련 최신 정보 제공 등 국내 편집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을 주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단체는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에게는 아래와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 편집인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50% 할인
- 과편협 발행 교육 책자 구입 시 정가의 50% 할인

가입을 원하시는 학술지 편집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가입 신청서 양식은 과편협 홈페이지(www.kcse.org)의 
‘Membership > Join’ 메뉴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과편협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
니다.

사무장   윤 지 수

전화: 02-3420-1390     E-mail: kcse@kcse.org

주소: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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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  고

과학 학술지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인가 

 

김기홍  |  과편협 출판위원장, Science Editing 편집장, 아주대

미국물리학회(American Physical Society)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인 

Physics Today에는 종종 학술지 출판에 관한 논설이나 독자 투고가 

실린다. 이 글에서는 2020년 2월호 Physics Today에 실린 “High jour-

nal acceptance rates are good for science”라는 제목의 독자 투고를 소

개하고자 한다[1]. 이 글은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천문학과의 

Jason Wright 교수가 쓴 글로서 학회 발간 학술지의 이상적인 모습

에 관한 의견을 담고 있다. Impact factor (IF)와 같은 정량 지표가 학

술지의 평판이나 중요성에 대한 평가를 좌우하는 요즘, 학술지 편

집인들은 종종 IF를 높이기 위해서는 논문 게재율(journal accep-

tance rate)을 인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충고를 듣곤 한다. Wright 

교수는 이 의견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미국

천문학회(American Astronomical Society)에서 발행하는 Astrophys-

ical Journal과 Astronomical Journal에 주로 논문을 투고하는데, 이 

학술지들은 85% 이상의 높은 논문 게재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학문의 발전에 긍정적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런 

모습이 바람직한 과학 학술지의 형태라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은 

미국물리학회에서 발행하는 기본 학술지들인 Physical Review 학

술지들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다. 

 물리학, 천문학 분야의 학회 학술지들이 높은 게재율을 갖는 이

유는 이 학술지들의 편집 방침이 높은 IF를 성취하는 데 있지 않고 

광범위한 연구 분야의 충실한 연구 결과들을 출판하는 데 있기 때

문이다. 이는 명백하게 틀린 결과를 담고 있거나 이미 잘 알려진 결

과를 되풀이하는 논문이 아닌 경우 대다수의 투고 논문이 출판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재율이 매우 낮은 과학 학술지들이 갖고 있

는 문제점 중에는 예측했던 실험 결과를 얻지 못한 논문, 즉 null re-

sult를 소개하는 논문이나 편집인에게 별로 재미없는 결과라고 인

식되는 논문들이 거의 출판되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얼

핏 보기에는 매우 중요하고 새로운 결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별

로 중요성이 없거나 아예 틀린 결과를 발표하는 논문들이 게재율

이 매우 낮은 유명 학술지들에 더 자주 실리는 경향이 있음을 저자

는 지적한다. 이런 주장과 관련하여 저자는 1955년 Physical Review

에 출판된 물리학자 Raymond Davis Jr의 논문에 대한 한 심사위원

의 부정적인 심사평을 인용하여 소개하고 있다[2]. 이 논문은 태양

에서의 중성미자 생성률 상한선에 대한 실험 결과에 관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null result를 보고하는 논문이다. 이는 2002년 Davis Jr

의 노벨물리학상 수상을 이끈 연구의 시작이 된 중요한 논문이지

만, 투고 당시 이 심사자는 무의미한 결과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결국 높은 게재율을 갖는 

Physical Review에 출판되어 관련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흔히 게재율이 매우 낮은 최고 수준 학술지들에서는 논문의 질

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높은 질의 논문들만이 출판된다고 간

주된다. 그러나 저자는 논문 심사에는 단순히 논문의 질 뿐 아니라 

주관적 취향, 학계 정치, 직업적 이익, 학문의 보수성 등 학문 외적인 

요소들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IF가 높은 

Nature, Science 등의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는 것이 교수 채용이

나 연구비 수주 등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현상이 전세계적으

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 학술지들에 투고되는 대다수의 논문

들은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직업적인 편집인들에 의해 사

전심사 탈락(desk rejection)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자는 이 직업 

편집인들이 해당 학문의 실상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학문의 진

정한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가 묻고 있다. 

 저자는 특정 분야 주요 학술지들의 게재율이 너무 낮다는 것은 

그 분야의 연구자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논문 심사와 논문의 수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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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투고에 쓰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신진 연구자들에게 악영

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연구자들은 이미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출판하는 데보다 새로운 연구를 수행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출판이 대

세인 현 시대에 연구자들은 특정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 전체를 읽기

보다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논문을 검색하여 찾아 읽고 있으므로, 

학술지들이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사용하여 적은 수의 논문을 출

판하려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학술지의 중요한 역할 중

의 하나는 특정 시대에 해당 학문 연구에 종사한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기록하는 기록물로서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높은 게재율을 

통해 많은 논문을 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학회들은 기본 

학술지 외에 특별히 주목할만한 결과들을 출판하는 우수 학술지를 

별개로 운영할 수 있는데, 미국물리학회의 경우 게재율이 약 40%에 

달하는 Physical Review Letters가 우수 학술지에 해당한다. 이 학술

지는 이보다 훨씬 낮은 게재율과 높은 IF를 갖는 Nature나 Science보

다 노벨물리학상으로 이끈 논문들의 수가 훨씬 더 많으며, 대다수의 

물리학자들이 인정하는 최고 학술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본인은 지금까지 소개한 Wright교수의 의견에 많은 부분 동의한

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술지나 연구자의 평가는 모두 IF를 비

롯한 인용횟수 기반의 정량 지표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러

나 논문 저자들이 다른 논문들을 인용하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런 방식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일부 

유명 학술지들의 경우 IF를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크게 끌 수 있는, ‘화려해 보이는(flashy)’ 논문들을 집중적으로 출판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학술지들이 학문을 왜곡하고 학문 발전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학에서 교수 채용

을 할 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웃지 못할 현실은 Nature, Science 등

에 논문을 출판한 연구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려다 보니 물리

학과, 화학과, 재료공학과,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등 

많은 학과들의 공개 채용에 합격한 지원자들의 연구 분야가 대동

소이하다는 것이다. 

 본 저자는 Wright교수의 글을 여러 연구자, 편집인들에 소개하

여 의견을 들어보았는데 그 중 한림대 허선 교수의 의견을 아래에 

인용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이런 학술지가 원래 학술지의 원형(prototype)입니다. 과거 기생

충학 학술지 예를 보면 연 40편 발행하는데 저자는 대부분 국내 기

생충학자이고 일부 해외에서 우리나라 학자와 같은 주제를 연구하

는 학자가 투고하는 정도여서 모든 원고가 일정 수준을 갖추어 심

사 후 조금만 수정하면 출판할 수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투

고 논문의 90%가 게재되었습니다. 즉 특정 학문 분야, 특정 지역의 

전문 학술지로서 충분히 생존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SCIE 학

술지가 아니라고 국내에서 투고가 대폭 감소하고 갑자기 해외에서 

투고가 늘다 보니 질 관리를 위하여 게재율이 빠르게 낮아졌습니

다. 그 후 SCIE 학술지가 되고 나니 게재율은 25% 이하로 떨어졌습

니다. 물리, 천문 분야는 연구자가 한정되어 있고 일정 수준의 역량

이 되어야 논문 작성이 가능하지만 의학 분야는 연구의 진입 장벽

이 낮아서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원고를 작성하여 투고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결국 해당 학문 분야의 전문성, 연구자 역량 수준 등에 

따라 다른데 물리, 천문 분야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

고 국제적으로 연구자 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서 높은 게재율

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학술지가 원래 우리가 아는 학술지의 원

형입니다. 그나마 기생충학은 전문가가 다루는 분야라서 낫지만 제

가 편집인으로 일하는 보건의료교육평가 분야는 전세계의 이 분야 

교원은 누구나 다룰 수 있어 논문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SCIE 학

술지도 아닌데 현재 게재율이 25% 수준이고, 투고 수는 계속 증가

해 게재율이 점점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장 좋기로는 특정 분야

에서 일정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춘 100개 연구실이 연 1편씩 논문

을 투고하여 100편을 내면서 질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게재

율 100%, 연 1편 출판으로 모두 생존 가능하다고 가정합니다. 그리

고 해당 연구실의 후속 세대를 잘 훈련하여 일정 수준 이상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해당 분야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학술지는 최고 수준

의 원고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원고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어느 논문이 스타 논문이 될지는 출판할 때 아

무도 모릅니다. 뜻밖의 원고가 기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출판, 오픈 액세스 등 학술지 출판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현 시대에 바람직한 과학 학술지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지

금까지 소개한 의견 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잊

지 말아야 할 점은, 학술지는 학문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학문이 학술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의 학

술지 출판 환경에는 불만족스러운 면들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토론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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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과편협 Preconference Worshop 참관기 

 

서윤주  |  과편협 원고편집부위원장, 원고편집인

지난 1월 1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는 과편협의 정기 총회와 함께 

Preconference Workshop이 개최되었다. 이 워크숍은 해마다 국제적 

학술 출판 분야의 최신 이슈와 개념을 소개할 뿐 아니라 이를 심도 

있게 고찰하는 내용으로 준비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에, 올해 

역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였다.  

 워크숍은 2개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preprint’에 

대한 내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Crossref의 여러 유용한 서비스 및 기

능에 대한 업데이트였다. 필자는 preprint를 다루는 워크숍에 참가했

는데, 평소에 개념만 어렴풋이 알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체

화해야 할지, 장단점은 무엇이며 해외 및 국내의 여러 학술지는 이에 

대해 어떤 정책 동향을 가졌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워크숍은 서태설 정보관리위원장의 발표로 우선 preprint의 개념

을 짚어보며 시작되었다. 막연히 논문이 정식 출판되기 전의 최종 버

전이 미리 공개되는 것이리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동료 심사에 

이전에(혹은 동시에) 미리 공유함으로써 더 빠르게 연구 결과를 알

리고 사전 피드백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논문을 개선하는 동시에 

더 많은 노출 및 인용 기회를 확보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최근에는 많은 학문 분야에서 이를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새로

운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이고 preprint서버나 플랫폼을 급격히 늘리

면서 급속히 부각되는 모양새다. 특히, 기존에 ‘최선이지만 최고는 아

니다’라고 평가되어 왔던 peer review시스템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과정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관심이 갔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선 발표함으로써 도용(scooping)당할 수 있다는 우려와, 이와는 반대

로 doi 등을 포함한 preprint정식 공유를 통해 오히려 선점권(credit)

을 확보할 수 있다는 해석을 동시에 생각해 보게 되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화여대 김지현 교수의 preprint관련 연구 동

향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Preprint는 최근에 새롭게 제안된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물리학, 수학, 경제학 등을 비롯한 특정 학술 분야들

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시스템인데, 현재 이에 대한 보편적 정의가 있

다고 할 수는 없고 학문 분야별로 입지나 상태가 매우 다르며, 단순

히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연구 발표의 문화(culture)에 가

깝다는 설명을 통해 불명확했던 preprint의 실체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분야별로 상이한 preprint의 가치로 인해 

통합 플랫폼이 존재하기 어렵다 보니 그 역할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논문의 품질 보증이 취약하며 부정확한 연구 결과가 배포/보

도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추후 대안적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 생태계에서 preprint의 활용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를 위

해서는 preprint를 위한 인프라 및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과 출판사 ·연구기관 ·연구비 지원기관의 정책 확립은 물론, 재

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수적인 선결 과제라는 점

을 명확히 짚어내는 강의였다. 

 조혜민 원고편집위원장께서 진행한 세 번째 발표는 많은 편집인

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으로, 대형 출판사와 소위 메가 저널

(mega-journal)이라고 불리는 학술지들을 중심으로 preprint의 현황

을 살펴보았다. Elsevier, Taylor and Francis, Wiley는 article sharing이

나 open access의 개념으로 preprint를 허용하는 기본 정책을 명시하

고 있으며, Springer & NPG나 SAGE는 더 나아가 이를 권장한다고

(encourage) 안내하고 있다. 이 출판사들은 모두 논문 출판 시에 pre-

print에 대한 상세한 disclosure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preprint로 

게시되었던 논문의 출판을 중복 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히

고 있었다. 대표적 메가 저널인 Plos One 역시 preprint를 권장하며, 심

03. 참 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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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 preprint서버인 bioRxiv에서 직접 Plos저널을 선택하여 투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었다. 그 외 Scientific Reports, PeerJ, 

ACS Omega, IEEE Access 등등 많은 주요 메가 저널이 허용 및 권장

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Science의 경우 비영리 preprint게시를 허

용하나 심사 중의 revision version은 preprint서버에 게시할 수 없다

는 정책을 밝히고 있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더 많은 연구자로부

터 더 좋은 연구 논문을 유치할 확률을 높이고 peer review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preprint의 장점이 대형 출판사나 메가 

저널들에게 강한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김기홍 출판위원장과 김수영 교육연수위원장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발표는 이공학 및 의 ·생명 분야별 preprint현황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으로,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preprint리포지터리

인 arXiv나 BioRxiv, ChemRxiv, MEDRxiv 등을 상세히 살펴보는 기회

가 되었다. 인도의 물리학자 Satyendra Nath Bose이 연구결과를 아인

슈타인에게 보내 아인슈타인이 이를 사전 검토한 후 그 중요성을 깨

달아 독일어로 번역까지 해서 독일의 유명 학술지에 출판할 수 있도

록 도운 일화나, 오직 arXiv를 통해서만 3편의 매우 중요한 논문을 발

표한 괴짜 수학자인 그리고리 페렐만의 일화도 곁들여져 지루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이처럼 물리학에서는 preprint가 오래전부터 일반

화된 프로세스임을 알 수 있었는데, 반면 사소한 오류도 크나큰 결

과로 이어질 수 있어 발표의 신속성보다는 내용의 정확성이 더 중시

되는 의 ·생명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preprint의 도입이 활발하지 

않다는 사실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내용이었다. 의 ·생명 분야에서

는 전문가 심사의 단점이나 발생 가능한 편향(bias)을 극복하고 투명

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의견과, 분야적 특수성으로 인해 전문가 

심사가 필수적이며 편향 배제나 투명성 향상은 임상시험 등록이나 

데이터 공유 등의 다른 방법으로 담보해낼 수 있다는 의견의 찬반양

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대체로 preprint 

archive가 많은 학문 분야로 급속히 확대되어 가는 흐름 속에서 양적 

팽창과 질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학술지가 이러한  

archive에 제출된 preprint중 적절한 논문을 인공지능으로 검색하여 

투고를 권유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은 자못 놀라웠다.

 여섯 번째로는 이현정 정보관리 부위원장께서 사전에 국내 학술

지 편집 관련자를 대상으로 preprint에 대한 인식을 설문 조사한 결

과를 발표해 주셨다. 필자도 해당 설문 조사에 응했었기에 결과가 매

우 궁금했는데, 대체로 예상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의외의 부

분도 있어서 흥미로웠다. Preprint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66.6%로 생

각보다 높았으나, 응답자의 55.3%가 의약학 분야에 속했고 아무래도 

preprint에 관심이 있는 편집 관련자의 응답률이 높았으리라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비율은 이보다는 좀 더 낮지 않을까 한다. 설문 말미

에서 preprint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라고 답변한 대상

자 중 이유를 체크한 239명에서, 평소에 필요성을 인식해 왔다는 답

변자(42.7%)보다 이 설문의 항목을 통해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는 답변자(53.7)가 더 많았던 것도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preprint

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답변을 한 답변자들이 가장 많이 염려하

는 것은 ‘아이디어 도용(scooping)’이나 ‘우선권 상실’이었고, 그 외 ‘검

증되지 않은 부정확한 정보의 발표’나 ‘같은 논문에 대한 상이한 버

전 존재로 인한 혼란’ 등을 꼽았다는 점을 통해 우리 학술계가 pre-

print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면 어떠한 부분에 비중을 두어 준비해

야 할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 설문 결과 자체와는 별 상관이 없는 부

분이기는 하나, 무작위 배포였음에도 365명이 설문에 응했다는 점이

나, preprint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한 132명 중 92명이 그 

이유를 주관식으로 서술했다는 점도(대체로 설문 조사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기에) 국내 편집인들의 preprint에 대한 높은 

관심이 나타나는 대목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윤철희 출판윤리위원장께서 preprint관련 이슈를 잘 

정리해 주셨다. 사전 포스팅을 통한 open peer review방식을 채택한 

F1000Reserach 저널에서 실제로 리뷰가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에 대

한 안내를 통해 이론으로만 들었던 preprint를 통한 리뷰가 실제로 어

떻게 구현되는지를 직접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고, 또한 자료를 통해 

각종 preprint archive의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만한 양적 성장이나 출

판사의 주도적인 정책 변화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시점에서 학술지

가, 출판사가, preprint 플랫폼이, 그리고 저자가 취해야 할 권고사항

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리가 있었고, 스크리닝을 통한 품질 제고나 버

전별 문서 관리, 저작권, 비용 관련 이슈 등 preprint가 극복해 나아가

야 할 요소들도 정돈된 형태로 일별할 수 있었다. 특히 최근 학술 출

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윤리 측면에서 보았을 때, 

preprint플랫폼과 출판 예정 저널에서 요구하는 라이선스 조건을 면

밀히 비교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거나, preprint에 대

해 우선권을 인정한다면 저자들이 논문 발표 전 기출판된 논문뿐 아

니라 preprint까지 유사성이나 표절에 대해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내

용 등은 preprint의 도입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피상적 이해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검토와 실행임을 깨닫게 했다. 

 이번 워크숍은 현재와 같이 preprint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배

경에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근본적인 변화와 대안 지표의 개발을 향

한 큰 흐름이 있음을 파악하게 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과편협의 

분과별 위원장들께서 이번 발표를 준비하시면서 여러 차례의 이른 

아침 모임을 포함한 사전 모임을 가지고 파트를 나누어 깊이 있게 공

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감사한 마음이 더욱 컸다. 모두 각자

의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로서 정신없이 바쁘신 와중에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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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출판이 국제적으로 뒤떨어지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

도록 이렇게 함께 노력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해 주시는 모습이야말

로 프로페셔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워크숍에서 얻은 여러 지식도 유

익했지만, 참관기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전염병의 만연으

로 공동체와 대의(大意)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 보게 되는 요즈음, 

각자의 자리에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하는 훌륭한 시간이었다고 되돌아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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